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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할 작품→HYBE : IRIS (2012) Interactive Media Canvas

 *하이브(HYBE) 라는 작가는 한성민 유선웅작가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창의적인 매

체와     경험의 가치를 생산하는 인터렉티브 아트작가 그룹입니다.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hdG7OltXnU

            https://www.youtube.com/watch?v=0gnuzqJn_EU

* 작가의도 * 다른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빛의 밝기와 색감이 아니라, 빛의 다른 속    

           성인 크기를 재현하고 싶어서입니다.

* IRIS는 LCD라는 올드미디어를 디자인한 작업입니다.LCD라는 물질이 개발된건 1900

년대 후반인데 오래된만큼 검증이 된 작업입니다. 이점 때문에 충분히 미디어파사드로

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LED같은 경우에는 색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작품의 A/S를 하게 되면 미색이 발생하지만 LCD는 블랙과 화이트라서 선택

하게 되었다고합니다.

* 눈의 홍채의 기능과 움직임을 모방한 작품 아이리스는 원형의 패턴으로 구성된 액정

의 개폐제어를 통해 투과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여 이미지를 구현하는 밝음이 아닌 어

두움을 이용한 독창적인 미디어 캔버스입니다.

- 이작품의 이름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카메라에서

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 라는 기관과 작동방식이 유사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 단순 정보전달을 위한매체로써 활용되어온 흑백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변주인 아

이리스는 오래된 기술과 이미지의 전통적인 표현기법인 하프톤을 현대 기술로 재구성

한 작품이며 기연출된 하프톤 애니메이션 뿐만아니라 관람객의 움직임에 유기적으로 

반응하여 다양한 모양을 생성합니다

 -하프톤 : 사진이나 드림등의 이미지나 인쇄물등에서 밝은부분과 어두운부분의 중간 회색부분

* 대부분의 조명표시장치의 경우, 빛을 더 조밀하게 더 밝게 더 화려하게 만들어 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아이리스는 자연광이나 조명과 같이 주변에 이미 존



재하는 빛을 이용하는 시각적 표현매체입니다. 

 -LED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조명장치와 달리, 검은 액정을 이용해서 어두운 망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화면

을 구성합니다

* ‘밝음’이 아닌 ‘어둠’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원형으로 구성된 검은 액정의 단계별 개폐를 통해서 화면을 통과 하는 빛의 크기를 

조절하는 동시에, 다양한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별 개폐가 가능한 원형 패턴의 액정화면을 만드는데 사용된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 홍채 ’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 자신이 설치된 공간 주변에 존재하는 빛, 즉 자연광이나 인공조명을 이용하는 매체

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추는 빛의 색감, 양과 각도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

다.

* 빛과 관련된 주변환경의 특성이 모두 반영된다는 점에서 수용성과 포괄성이 좊은 미

디어 캔버스라는 톡특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 3D카메라를 통해 그 공간에 자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캔버스만의 독특한 원형패

턴의 이미지로 비춘다는 점에서 일종의 거울로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리스는 정보의 표현 매체로써 수십년간 활용되었던 LCD를 다양한 형태와 질감

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캔버스로 탈바꿈시켜, 이전에는 이매체와 관련하여 시도되지 않

은 또 다른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렉티브 아트란? * 가장혁신적인 특징은 무엇보다 관객이 찾아와서 보는 작품이 

아닌 관객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그 작품을 감상하고 가질 

수 있다. 심지어는 작가와 감상자와 함꼐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을 ‘인터



렉티브 아트’라고 합니다

* 내가생각하는 인터렉티브아트는? * 

제가 생각하는 인터렉티브 아트란 소통하는 미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에서 탈피하여 매체를 통하여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로인해 유발된 행위를 

통하여 과정과 변화를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미술 작품을 보면 관람자가 참여함

으로서 형태를 변화시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작품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 때문

입니다


